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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 발광다이오드에서 자란 축면상추 두 품종의 엽형, 생장 및 기능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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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n artificial light source, light-emitting diode (LED) with a short wavelength range can be used in 
closed-type plant production systems. Among various wavelength ranges in visible light, individual light spectra 
induce distinguishing influences on plant growth and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effects of 
monochromatic LEDs on leaf shape index, growth and the accumulation of phytochemicals in a red leaf lettuce 
(Lactuca sativa L. ‘Sunmang’) and a green leaf lettuce (Lactuca sativa L. ‘Grand rapid TBR’). Lettuce seedlings 
grown under normal growing conditions (20℃, fluorescent lamp + high pressure sodium lamp, 130 ± 5 µmol･m-2･s-1, 
12 hours photoperiod) for 18 days were transferred into incubators at 20℃ equipped with various monochromatic 
LEDs (blue LED, 456 nm; green LED, 518 nm; red LED, 654 nm; white LED, 456 nm + 558 nm) under the same 
light intensity and photoperiod (130 ± 7 µmol･m-2･s-1, 12 hours photoperiod). Leaf length, leaf width, leaf area, fresh 
and dry weights of shoots and roots, shoot/root ratio, SPAD value, total phenolic concentration, antioxidant capacity, 
and the expression of a key gene involved in the biosynthesis of phenolic compounds, phenylalanine ammonia-lyase 
(PAL), were measured at 9 and 23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leaf shape indexes of both lettuce cultivars subjected 
to blue or white LEDs were similar with those of control during whole growth stage. However, red and green LEDs 
induced significantly higher leaf shape index than the other treatments. The green LED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lettuce growth. Most of growth characteristics such as fresh and dry weights of shoots and leaf area were the highest 
in both cultivars subjected to red LED treatment. In case of red leaf lettuce plants, shoot fresh weight under red LED 
was 3.8 times higher than that under green LED at 23 days after transplanting. In contrast, the accumulation of 
chlorophyll, phenolics including antioxidants in lettuce plants showed an opposite trend compared with growth. 
SPAD value, total phenolic concentration, and antioxidant capacity of lettuce grown under blue LED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under other LED treatments. In addition, PAL gene was remarkably activated by blue 
LED at 9 days after transplanting. Thu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light quality using LEDs is a crucial factor for 
morphology, growth, and phytochemicals of two lettuce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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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서   언

광은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 식물의 생육에 관여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로써, 광합성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신호 자극원으로써 식물의 발달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Wang et al., 2009). 광은 광도, 광주기, 광질 

등과 같은 몇 가지 형태로 식물에 영향을 준다. 이 중 광질은 

파장이 다른 여러 종류의 광선의 분포 비율로써 결정되는데,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자외선과 근적외선 영역까지의 파장

대가 식물에게 민감하게 작용한다. 가시광선 파장대에 속한 

청색파장과 적색파장은 엽록소에 의해 효과적으로 흡수되

어 광합성에 유용하게 이용된다(Carvalho et al., 2011). 또
한 특정 파장대를 흡수하는 피토크롬(적색 및 근적외선 파

장 흡수), 크립토크롬 및 포토트로핀(청색 및 근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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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A] 파장 흡수)과 같이 식물체에 존재하는 광 수용체가 

각파장의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복잡한 여러 광 신호 변환

경로(light signal transduction pathways)를 통해서 식물의 생

육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광형태형성(photomor 
-phogenesis)이라고 한다(Carvalho et al., 2011; Sulivan and 
Deng, 2003).

식물재배에 사용되는 인공광원 중에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 최근

에 시설작물의 보광 및 전조재배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밀폐형 식물생산시스템의 인공광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LED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오래 사용

할 수 있고, 높은 에너지 전환율로 열 발생이 적어지면서 좀 

더 효과적인 광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소형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며, 특정 파장을 갖고 있는 

LED의 조합으로 광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인공광원과 구분되는 특성이다(Yeh and Chung, 2009). 
특히 LED를 이용한 광질의 인위적인 조절은 특정파장에 대

한 식물의 반응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용이하게 하였고, 현재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적색광은 상추를 포함한 여러 작물들에서 생장에 효과적이

었으며(Johkan et al., 2010; Nishimura et al., 2007, 2009; 
Nishioka et al., 2008), 콩 묘에서는 엽면적, 베타 카로틴 및 

항산화도를 증가시켰다(Wu et al., 2007). 청색광은 상추의 

지하부 및 잎 두께 촉진(Johkan et al., 2010)과 오이 잎의 

루비스코 활성, 자당 및 전분의 함량을 증진시켰고(Wang et 
al., 2009), 질소 및 엽록소 함량과 기공 전도도를 증가(Hogewoning 
et al., 2010; Savvides et al., 2012)시키는 등 주로 잎의 기능 

발달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광은 기존의 연

구에서 식물생육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

물의 생육억제(Klein et al., 1965), 기공 폐쇄(Eisinger et al., 
2003; Talbott et al., 2002) 등 식물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고광도와 단파장의 녹

색광, 적색과 청색의 혼합광에서 녹색광의 추가는 상추의 

생체량 증가의 효과를 보였으며(Johkan et al., 2012; Kim 
et al., 2004), 녹색광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다(Folta and Maruhnich, 2007). 이처럼 각각의 파장은 다

양한 측면에서의 식물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광질의 조절로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은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광질에 대한 식물 반

응 연구는 주로 생육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LED의 식

물재배 산업의 적용에는 아직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실정

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단색 광질에 대한 두 가지 상추 

품종의 엽형, 생육 및 기능성 물질 축적에 대한 반응을 분석

하여, LED를 이용한 식물 재배의 기초적인 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및 재배환경

적축면 상추 종자(Lactuca sativa L. ‘선망적축면’, (주)농
우바이오)와 청축면 상추 종자(Lactuca sativa L. ‘그랜드래

피드 TBR’, (주) 아시아종묘)는 105공 트레이(32mL/cell)에 

원예용 상토((주)동부한농)를 넣고 셀당 2-3개 파종하여 정

상적인 환경 조건(20℃, 형광등 + 고압나트륨등, 광합성 유

효 광량자속 130 ± 5µmol･m-2･s-1, 광주기 12시간)의 식물

생장상(DS-51GLP, (주)다솔과학)에서 파종일 기준으로 18
일간 재배하였다. 수분공급은 105공 트레이를 별도로 제작

한 용기(45 × 45 × 7cm, L × W × H)에 놓고, 증류수를 

2-3일 간격으로 2L씩 저면관수하였으며, 파종 후 12일째부

터는 1주일 간격으로 상추 전용 일본원시 배양액(pH 5.5, 
EC 1.16dS･m-1, N:P:K = 17.3:4.0:8.0)을 2L씩 공급해 주었

다. 파종 후 18일째의 상추 묘는 함수율이 약 20%인 원예용

상토가 담긴 정사각 화분(10.6 × 10.6 × 11.5cm, L × W × 
H)에 1개체씩 정식하여, 용기당 16주의 상추를 배치하였다. 
이 상추는 각각의 LED 광원이 설치된 인큐베이터(DS-96S, 
(주)다솔과학)에서 23일간 재배되었으며, 대조구는 같은 기

간 동안 식물생장상(DS-51GLP, (주)다솔과학)에서 재배되

었다. 모든 처리구의 재배 환경은 온도 20℃, 습도 60 ± 
10%, 이산화탄소 농도 380 ± 20ppm, 광합성 유효 광량자속

은 식물체가 위치한 지점에서 130 ± 7µmol･m-2･s-1, 12시간

의 광주기로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각 광원과 화분 사이의 

거리는 25cm, 재식밀도는 10 × 10cm로 식물위치에 따른 광

분포의 불균일함을 줄이기 위하여 매일 18시에 화분의 위치

를 규칙적으로 변경시켰다.

광 스펙트럼 

대조구는 형광등과 고압나트륨등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적색(654nm), 청색(456nm), 녹색(518nm), 백색(456nm 69% 
+ 558nm 31%) LED((주)이츠웰, Korea)는 판형(48 × 48cm, 
L × W)으로 각 광원별로 제작되었다. 광 스펙트럼 분포는 

휴대형 분광 복사계(Li-1800, Li-Cor, USA)로 300-1000nm 
범위를 2nm 간격으로 측정하여 광 스펙트럼의 상대 강도로 

표현하였다(Fig. 1).

상추의 생육 및 엽형 

상추의 생육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식 후 0일, 9일, 2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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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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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ve spectral distribution of the LEDs (A) and FL + HPS (fluorescent lamp + high pressure sodium lamp) (B) used in this study. 
The peak wavelengths of blue, green, red, and white LEDs were 456 nm, 518 nm, 654 nm, and 456 nm with 558 nm, respectively. 
Photosynthetic photon flux was about 130 µmol·m-2·s-1 in each treatment. Spectral scans were recorded at the top of the pots and averaged 
at 5 points of each treatment.

에 각 처리구별로 전자저울(Si-234, Denver Instrument, USA)
로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을 측정하였고, 건물중은 시료

를 70℃ 항온 건조기(FS-420, Advantec, Japan)에서 72시간 

말린 후 측정하였다. 엽면적은 휴대용 엽면적계(Li-3000A, 
Li-Cor,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엽의 두께를 나타

내는 비엽중(specific leaf weight; SLW)은 엽면적당 건물중

(mg)으로 표현하였다. 지상부/지하부 비율(shoot/root ratio; 
S/R율)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의 값으로 계산하였다. 
상추의 엽록소 함량은 정식 후 0일, 9일, 23일째에 각 처리

구별로 휴대용 엽록소 측정기(SPAD-502, Minolta, Japan)
로 측정하였다. 엽형태는 하단엽에서부터 3번째 상추 잎의 

엽장과 엽폭을 측정한 후 엽형 지수(엽장/엽폭)로 표현하였다.

총 페놀 농도

총 페놀 농도 분석을 위하여 정식 후 9일, 23일째에 각 

처리구별 하단엽에서부터 3번째 잎을 사용하였으며, 채취한 

잎(약 0.2g)은 액체질소로 동결시킨 후 분석 전까지 -70℃의 

초저온 냉동고(DF8524, (주)일신, Korea)에 보관하였다. 상
추의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au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Ainsworth and Gillespie, 2007). 분석을 위하여 보관한 상

추 샘플을 막자사발에 넣어 액체질소와 함께 막자로 분쇄한 

후, 3mL의 80%(v/v) 아세톤으로 페놀 물질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샘플은 마이크로 튜브에 1.0mL씩 넣고, 암상태의 

4℃에서 12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그 후 샘플을 2분간 1000rpm
에서 원심분리시킨 후 상층액을 총 페놀 농도 측정에 이용

하였다. 135μL의 증류수, 750μL의 10배 희석시킨 Folin 
-Ciocalteau 시약(Sigma-Aldrich, St. Louis, MO, USA)과 

600μL의 7.5%(w/v) Na2CO3의 혼합물에 페놀 추출물 50μL
를 넣어 10초간 혼합물과 잘 섞은 후 45℃의 항온 수조

(MSB-2011D, (주)모노텍, Korea)에 15분간 반응시켰으며, 

흡광도 측정 전에 혼합물을 충분히 식혔다. 흡광도는 분광

광도계(UV-1800, Shimadzu, Japan)로 765nm에서 측정하

였으며, 영점조정은 추출물 대신 80%(v/v) 아세톤으로 반응

시킨 추출물로 실시하였다. 상추의 총 페놀 농도는 단위 생

체중(g)당 gallic acid(mg)(Acros Organics, Belgium)로 표현

하였다.

항산화도

상추의 항산화도는 ABTS(aminobenzotriazole; 2,2’-azino-bis 
[3-ethyl 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를 이용한 방법(Awika et al., 2003; Miller and Rice-Evans, 
1996; Pennycooke et al., 2005)으로 측정하였다. 상추 샘플

을 3mL의 80%(v/v) 아세톤으로 추출하여, 암상태의 -20℃
에서 12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그 후 샘플을 2분간 1,000rpm
에서 원심분리시킨 후 상층액을 항산화도 분석에 사용하였

다. 2.5mM의 ABTS(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용액을 ABTS 활성 양이온 용액(ABTS*)으로 만들기 위하

여 0.4g의 MnO2(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넣

고 30분간 혼합하였다. 0.22μm의 실린지필터(NS25-N02, 
(주)노블바이오, Korea)와 함께 걸러준 ABTS*

용액을 30℃
의 항온 수조(MSB-2011D, (주)모노텍, Korea)에 놓고, 
5mM의 PBS(phosphate buffer saline, pH 7.4, ionic strength 
[150mM NaCl])용액과 희석하여 730nm에서 흡광도를 

0.7(± 0.02)로 맞춰주었다. 100μL의 추출물을 ABTS*
용액

에 반응시킨 후, 2초간 vortex mixer(BV1000, Benchmark 
Scientific, Inc., USA)로 섞은 후 1분 후의 흡광도를 730nm
에서 측정하였다. 상추의 항산화도는 단위 생체중(g)당 mM 
trolox(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e-2-carboxyl acid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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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lettuce plants grown under various LEDs and FL + HPS at 23 days after transplanting.

Cultivar Light source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g/plant) Leaf area

(cm2)
Specific leaf weight Shoot/Root

ratioShoot Root Shoot Root (mg·cm-2)
‘Sunmang’
(red leaf)

Blue LED 10.76 by 1.17 a 0.57 b 0.06 a 330.17 b 1.73 a  9.20 c
Green LED  5.92 c 0.35 b 0.25 c 0.02 b 288.45 b 0.86 c 16.73 b

Red LED 22.35 a 1.12 a 0.96 a 0.06 a 847.64 a 1.13 b 21.20 a
White LED  7.90 bc 0.84 a 0.41 bc 0.04 a 251.42 b 1.62 a  9.55 c
FL + HPSz  8.59 bc 0.83 a 0.44 bc 0.04 a 246.36 b 1.78 a 10.25 c

Significance *** ** *** ** *** *** ***
‘Grand rapid TBR’
(green leaf)

Blue LED 11.53 a 1.29 a 0.60 a 0.06 a 274.99 a 2.17 a  8.98 c
Green LED  4.80 b 0.28 c 0.20 c 0.01 c 181.68 b 1.11 c 16.99 b

Red LED 11.52 a 0.45 c 0.44 b 0.02 c 302.66 a 1.47 bc 26.12 a
White LED  8.75 a 1.01 b 0.42 b 0.04 b 197.22 b 2.23 a  8.64 c
FL + HPS 10.22 a 1.03 b 0.48 ab 0.04 b 257.59 ab 1.88 ab 10.18 c

Significance *** *** *** *** * *** ***
zFluorescent lamp (FL) + high pressure sodium lamp (HPS).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Table 2. List of oligonucleotide primers used for quantitative-real-time PCR.

Gene namez Forward primer sequence Reverse primer sequence Length (mer)
LsPAL GAAGGGAAGCCGGAGTTTAC CTGGAAACGTCGATCAATGG 20/20
Lsactin AGCAACTGGGATGACATGGA GGGTTGAGAGGTGCCTCAGT 22/20
zGenBank accession numbers of LsPAL (Lactuca sativa phenylalanine ammonia-lyase) and Lsactin (Lactuca sativa actin) are 
AF299330.1 and AY260165.1, respectively. 

PAL 유전자 발현

상추의 페놀 물질 생합성에 핵심 유전자인 phenylalanine 
ammonia-lyase(PAL) 유전자(Liu et al., 2006) 발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적축면 상추를 정식 후 9일, 23일째에 각 

처리구별 하단엽에서 4번째 잎을 채취하여 액체질소로 동결

시킨 후 RNA 추출 전까지 -70℃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

였다. 상추의 총 RNA는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CTAB)
을 이용한 Chang et al.(1993)의 방법으로 추출한 후 NanoDrop 
1000 Spectrophotometer(Thermo Scientific, USA)로 농도

를 확인하고 모든 시료를 동일한 농도로 정량하였다. 
cDNA 합성은 QuantiTect Reverse Transcription Kit(QIAGEN, 
Duesseldorf, Germany)를 이용하였다. Quantitative-Real-Time 
PCR은 2 × QuantiMix SYBR Kit((주)PhileKorea, Korea)를 

사용하여, Rotor-gene 6000(QIAGEN, Alabama, USA) 장
비로 수행되었고, 실험에 사용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

이머는 GenBank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

였다(Table 2). PCR 조건은 pre-denature step(95℃, 10분) 
후 40회 사이클의 denature step(95℃, 10초), annealing step
(52℃, 15초), extension step(72℃, 20초)으로 수행되었다. 
PAL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정도(ΔΔCT값)는 Rotor-gene 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생육 및 기능성 물질 분석은 각 처리구별 4반복으로, 엽형

태 및 엽록소 측정은 8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총 실험은 2번 

실시하여 재현성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

(SAS 9.2, SAS Institute Inc., USA)을 이용하였다. 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간 비교는 덩컨의 다중

범위검정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육 및 엽형

각각의 LED 광원에서 정식 후 23일 동안 재배한 두 축면 

상추의 지상부･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 엽면적, 비엽중, 
S/R율을 조사한 결과 파장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Table 1). 적축면 상추의 지상부 생체중, 건물중, 엽면적은 

적색 LED 처리에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대조구에 비해 생체중과 건물중은 각각 2.6
배, 2.2배 높았다. 적색광은 잎의 광합성 관련 기관의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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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D value of lettuce plants grown under various LEDs 
and FL + HPS (fluorescent lamp + high pressure sodium lamp). 
LED treatments was applied to ‘Sunmang’ (red leaf lettuce) (A) 
and ‘Grand rapid TBR’ (green leaf lettuce) (B) for 23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data indicate the means ± S.E. (n = 8). 
Significant at P = 0.001.

전분 축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Saebo et al., 1995), 작물

의 생체중과 엽면적의 증가 효과(Johkan et al., 2010; Wu 
et al., 2007)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도 적색 

LED 처리는 적축면 상추의 월등한 생육을 유도하였다. 엽
면적 또한 적색 LED 처리가 대조구에 비해 3.4배 높았다. 
하지만 잎 두께를 나타내는 비엽중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유

의적 감소를 보여, 녹색 LED 광원과 더불어 적색 LED 광원 

하에서 자란 적축면 상추의 잎 두께가 얇음을 알 수 있었다

(Johkan et al., 2010; Ohashi-kaneko et al., 2007). 녹색 LED
광원 하에서 자란 적축면 상추는 가장 저조한 지상부 생육

을 보였고, 청색 LED, 백색 LED, 그리고 대조구는 비슷하

였다. 지하부의 경우 지상부에 비해 처리별로 큰 생육의 차

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녹색 LED 처리는 생체중과 건물중

이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광합성 흡수스펙트럼상에 적색광과 더불어 높은 흡수율을 

보이는 청색광 또한 생체중 증가 효과가 보고되었는데

(Hogewoning et al., 2010; Johkan et al., 2010; Wu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청색 LED와 

청색광을 포함한 백색 LED 처리는 비슷한 수준의 생육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적색과 청색이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파장대임을 보여준다. 단색광

으로써의 녹색광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부와 지하부 모두에서 생육 억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Johkan et al.(2012)의 연구에서 고광도 및 단파장의 녹색광

은 생육 증진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른 파장대

의 광들과의 혼합처리 시 녹색광의 효과를 구명하는 추가적

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R율에서는 적색 LED 
처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생육억

제를 보인 녹색 LED 처리의 S/R율이 나머지 처리구에 비해

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색 LED와 청색이 포함된 

백색 LED 처리에서의 낮은 S/R율은 Johkan et al.(2010)이 

청색광이 포함된 광원처리는 상추의 S/R율을 감소시킨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광질에 따른 작물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률은 달라지고, 이를 이용하여 작물의 식용 

또는 사용 부위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축면 상추는 적축면 상추의 지상부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적색 LED, 청색 LED, 대조구 처리에서 

비슷한 지상부 생육을 보였으며, 백색 LED, 녹색 LED 처리

가 그 다음 순서였다. 지하부의 결과는 청색 LED 처리가 

뿌리의 생육을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촉진시켰으며, 적축면 

상추의 결과와 같이 녹색 LED 처리에서 억제되었으나, 적
색 LED 처리에서도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S/R율은 적축

면의 결과와 동일하게 적색 LED, 녹색 LED, 그리고 나머지 

처리구 순으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청축면 상추에의 

다소 다른 결과는 광질에 대한 식물의 반응이 작물뿐만 아

니라 품종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Buso 
and Bliss, 1988).

엽록소 함량을 나타내는 SPAD 값은 광질에 따라 두 축면 

상추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Fig. 2). 녹색 LED 광원 하

에서 자란 적축면 상추의 엽록소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엽록소 함량을 나타냈으며, 적색 LED 처리는 생육 중

반인 정식 후 9일째부터 다른 3개의 처리(청색, 백색, 형광

등 + 고압나트륨)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정식 후 23일째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조구와 청색 LED, 백색 LED 처리구에서는 엽록

소 함량이 생육 전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였으

며,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
축면 상추에서는 적축면 상추와 유사한 결과로 녹색 LED와 

적색 LED 처리에서 유의적 감소를 보였다. 정식 후 23일째 

청색 LED 처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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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af shape index at 0, 9, and 23 days after transplanting and lettuce plants grown under various LEDs and FL + HPS (fluorescent 
lamp + high pressure sodium lamp) at 23 days after transplanting. LED treatments was applied to ‘Sunmang’ (red leaf lettuce) (A) and 
‘Grand rapid TBR’ (green leaf lettuce) (B) for 23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data indicate the means ± S.E. (n = 8). Significant at P
= 0.001.

이는 녹색 LED 처리 시 청축면 SPAD 값의 7.9배 이상에 

달한다. 청색 LED 처리와 비슷한 수준의 엽록소 함량을 유

도한 백색 LED 처리와 대조구는 모두 청색파장을 각 광원에 

포함하고 있다(Fig. 1)는 측면에서 청색광과 엽록소 함량간

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들에

서 청색광에서 자란 식물의 엽록소 함량의 증가는 오이, 상
추, 시금치 등 다수의 작물에서 보고된 바 있다(Hogewoning 
et al., 2010; Johkan et al., 2010; Matsuda et al., 2007).

두 축면 상추에 조사된 파장의 종류는 상추의 엽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Fig. 3). 두 축면 상추 모두에서 청색 LED 
또는 백색 LED 광원 하에서 자란 상추는 일반적인 상추 엽

형을 보인 대조구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한 반면 적색 LED 
또는 녹색 LED 광원 하에서 자란 상추는 엽형이 길게 유도

되었다. 특히 적색 LED 처리는 상추 엽의 길이를 가장 길게 

유도하였으며, 이와 같은 적색광의 엽형에 대한 효과는 이

전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0). 녹색 LED 
처리 또한 상추의 엽형지수를 비교적 높게 유도하였는데, 
이는 Johkan et al.(2012)의 최근 연구에서 광합성 유효 광량

자속 100µmol･m-2･s-1 수준의 녹색광이 상추의 엽장과 엽병

의 길이 신장에 효과적이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총 페놀 농도와 항산화도

상추와 같은 채소류나 과일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페놀 

물질은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천 종의 페놀 

물질들의 여러 성질 중 항산화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Rajashekar et al., 2009), 과도하게 체 내에서 생성되어 노

화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족(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항산화물질이 소멸시킨다. 실제로 채소나 

과일의 지속적인 섭취는 퇴행성,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건강

을 증진시키는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Raskin et al., 2002). 
이처럼 페놀 물질은 상추를 포함한 채소류의 영양학적 품질

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광질에 따른 총 페놀 농도는 두 축면 상추 모두에서 확연

한 차이를 보였다(Fig. 4). 청색 LED 처리는 전 생육기간 

두 축면 상추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페놀 물질의 

축적을 유도하였다. 이는 정식 후 23일째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총 페놀 농도를 보인 녹색 LED와 적색 LED 처리와 

비교했을 때 적축면 상추와 청축면 상추에서 각각 약 8.8배
와 5.5배에 해당한다. 적축면의 경우 대조구와 백색 LED 처
리는 정식 후 23일째 비슷한 값을 기록했지만, 청축면의 경

우는 백색 LED가 대조구 처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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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phenolic concentration of lettuce plants grown under 
various LEDs and FL + HPS (fluorescent lamp + high pressure 
sodium lamp) at 9 and 23 days after transplanting. LED 
treatments was applied to ‘Sunmang’ (red leaf lettuce) (A) and 
‘Grand rapid TBR’ (green leaf lettuce) (B) for 23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data indicate the means ± S.E. (n = 4). 
Significant a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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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tioxidant capacity of lettuce plants grown under various 
LEDs and FL + HPS (fluorescent lamp + high pressure sodium 
lamp) at 9 and 23 days after transplanting. LED treatments was 
applied to ‘Sunmang’ (red leaf lettuce) (A) and ‘Grand rapid 
TBR’ (green leaf lettuce) (B) for 23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data indicate the means ± S.E. (n = 4). Significant at P = 0.01.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광질에 따른 두 축면 상추의 총 페

놀 농도의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품종 간 비교를 했

을 때 붉은 색을 띄는 적축면 상추가 청축면 상추보다 풍부

한 페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Bunning et 
al., 2010; Liu et al., 2007).

항산화도 역시 총 페놀 농도와 비슷한 경향으로 청색 

LED 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두 품종 간 항산화도의 양적 

차이를 나타냈다(Fig. 5). 상추에서 발견된 페놀 물질의 약 

70%가 항산화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Nicolle et al., 
2004), 총 페놀 농도와 항산화도 간의 정의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 청색광은 상추의 페놀 물

질의 축적을 유도시켰으며 항산화도 또한 증가시켜(Johkan 
et al., 2010),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Wu et 
al.(2007)의 보고에 따르면 적색광에서 콩묘의 항산화도를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광질에 대한 작물 간의 반응차

이로 생각되며, 이번 실험에서는 품종 간에도 기능성물질 

축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PAL 유전자 발현

PAL은 L-phenylalanine을 trans-cinnamate로 전환시킴으

로써 페놀 물질을 생합성하는데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효소

이다(Koukol and Conn, 1961). 이전 연구들에서도 상추를 

포함한 다양한 작물에서 여러 환경 자극과 이차대사산물 축

적과의 관계를 PAL 효소의 활성이나 PAL 유전자의 발현 

정도로 확인하였다(Chappell and Hahlbrock, 1984; Diallinas and 
Kanellis, 1994; Liu et al., 2006; Oh et al., 2009). 따라서 

PAL 유전자의 mRNA의 발현 정도를 quantitative-real-time 
PCR로 정량화함으로 인해 단색 파장에 따른 페놀 물질을 

포함한 이차대사산물의 생합성 활성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적축면 상추에서 정식 후 9일째 PAL 유전자 발현 정도는 

청색 LED 처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위의 총 페놀 농도의 

결과와 일치하였다(Fig. 6). 특히 청색 LED는 적색 LED에 

비해 약 3배 높은 발현량을 보였다. 정식 후 23일째에는 백

색 LED 처리에서 대조구에 비해 약 1.8배 높은 PAL 유전자 

발현량이 확인되었으며, 녹색 LED 처리에서 그 수치가 가

장 낮았다. 이 결과들을 통해서 단색 LED 처리에 상추의 

페놀 물질을 포함한 이차대사산물의 생합성 경로의 활성도

는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페놀 물질을 포함한 기능

성 물질의 농도 변화가 이러한 생합성 과정에 근거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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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ression of PAL (phenylalanine ammonia-lyase) gene 
of red leaf ‘Sunmang’ lettuce grown under various LEDs and FL 
+ HPS (fluorescent lamp + high pressure sodium lamp) at 9 and 
23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Lactuca sativa phenylalanine ammonia-lyase gene (LsPAL) 
were normalized to those of the Lactuca sativa actin gene 
(Lsactin), which was used as the housekeeping gene. The data 
indicate the means ± S.E. (n = 3). Significant at P = 0.001.

결국, 상추에 있어서 적색 LED 처리는 생육을 촉진시켰

으나, 엽의 형태를 비정상적으로 길게 유도한 반면, 청색 

LED 처리는 생육보다는 상추 엽에서 엽록소, 페놀 물질, 항
산화 물질의 축적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녹색 LED 
처리는 적색 LED와 마찬가지로 긴 엽형을 유도하였으며, 
생육이나 기능성물질 향상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

지만 그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각 파장에 따른 상추의 반응을 구명하여 작

물재배에 인공광원으로써 LED가 이용되는데 기초적인 자

료를 제공하였으며, 생산된 작물의 상품성을 위해서는 실제

로 식물 생산에는 다양한 혼합광원이 이용된다는 점에 착안

하여, 각 LED 파장대의 조합을 통한 작물에 따른 최적 광질 

조건 구명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초    록

인공광원으로써, 단색 파장을 갖고 있는 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는 밀폐형 식물생산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가시광선의 다양한 파장범위 사이에서, 각
각의 스펙트럼들은 식물의 생육과 발달에 특징적인 영향을 

유도한다. 이번 연구는 단색 발광다이오드에 따른 적축면 

상추(‘선망’)와 청축면 상추(‘그랜드래피드 TBR’)의 엽형, 
생장 및 기능성 물질의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정
상적인 환경 조건(20℃, 형광등 + 고압나트륨등, 130 ± 
5µmol･m-2･s-1, 광주기 12시간)에서 18일간 자란 상추 묘를 

다양한 LED 광원(청색 LED, 456nm; 녹색 LED, 518nm; 
적색 LED, 654nm; 백색 LED, 456nm + 558nm)이 설치된 

같은 환경 조건(20℃, 130 ± 7µmol･m-2･s-1, 광주기 12시간)
의 인큐베이터에 정식하였다. 엽장, 엽폭, 엽면적, 지상부･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 지상부/지하부 비율, 엽록소 함량, 
총 페놀 농도, 항산화도, phenylalanine ammonia-lyase(PAL)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정식 후 9일과 23일째에 측정하였다. 
두 상추 품종의 엽형지수는 청색 LED와 백색 LED 처리에

서 모든 기간 동안 대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적색 LED와 녹색 LED 처리는 다른 처리보다 엽형을 길게 

유도하였다. 녹색 LED 처리는 상추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

을 보였다. 지상부･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 엽면적과 같

은 생육 특성의 대부분은 두 축면 상추 모두 적색 LED 처리

에서 가장 높았다. 적축면의 경우 정식 후 23일째에 적색 

LED 처리의 지상부 생체중은 녹색 LED 처리보다 3.8배 높

았다. 반면, 상추의 엽록소, 총 페놀 농도, 항산화도는 생육

과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청색 LED 처리에서 자란 상추의 

엽록소 함량, 총 페놀 농도, 항산화도는 다른 LED 처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PAL 유전자 또한 정

식 후 9일째 청색 LED에서 가장 높은 발현 정도를 나타냈

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광질은 상추의 생육, 형태 및 

기능성물질의 축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주요어 : 항산화도, 상추, 광질, 페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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